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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장 대표적 신여성 무용가 최승희는 일제  

강점기 년 의 유교사상과 봉건제도로 예(1910-1945 )

술에 대한 편견과 의식이 깨어있지 않는 폐쇄적인 

시기에 엘리트 교육을 받은 한국 현대 무용의 선지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내용을 부분 발췌한 것입니다.

Corresponding author ; Park Aelan, Tel. +82-55-244-8381, Fax. +82-55-213-3490

                        E-mail : parkal01@hanmail.net

자로 전통무용 현대화의 기반을 확립시킨 신여성 무

용가이다1) 갑오경장 년 이후 우리 전통 문화에 . (1894 )

대한 자각과 함께 신교육 운동 신문화 운동 여권 , , 

향상 운동이 일어나면서 서구 문화를 수용하던 시기

에 년 일본의 동경 에서 첫 공연을 가진 1926 ( )京

그녀는 이시이 바쿠 최승희의 ( , 1892-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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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fashion styles of Choe Seung-Hee 

(1911-1969), modern woman and dancer of Korea, through her life and activities. From 

such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thre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modern woman Choe Seung-Hee’s fashion styles could be deduced. Based on the three 

deduced styles of modern elegance, futuristic avant-garde and mystical Asian aesthetics, 

“Pearl of Asia” was selected as the main theme. The result is that the fashion styles of 

Choe Seung-Hee is not simply that of an individual modern woman and a dancer who 

lived in the early 20th century but is a meaningful symbol of Korea’s moder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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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 에게서 서구의 새로운 무용을 배움으로써 무대)

에 섰으며 무용가로서 아주 좋은 체격 조건과 뛰어

난 미모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2) 또한 자신의 무용 . 

예술을 민족 무용에 대한 정신과 서구 현대 무용에 

근거한 정신 동서양 무용 기법을 융합하여 새로운 , 

한국 춤을 개척하여 무용을 예술장르로 인식시킴으

로써 한국 현대 무용을 무대 예술로 자리 잡게 하였

다3)4).

그리고 자유와 개성을 강조한 새로운 여성상의 면  

모와 탈전통성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대중문화에 

선도적 역할을 전개함과 동시에 시야를 돌려 자기 

무용 예술 세계의 지경을 넓혀 세계 각국 순회 공연

을 하면서 동양의 진주 동양의 무희 라는 세계적‘ ’, ‘ ’

인 명성을 얻었다5) 그러한 잠재력을 지닌 자신의 . 

이미지를 활용하여 패션을 리드하는 모던 걸

로 부각되었다 특히 그녀의 스타일은 (modern girl) . 

사회 문화적으로 신드롬을 나타내면서 당시 시대적 ·

상황으로는 극단의 용기가 필요한 시기에 모방심리

를 확산시키며 대중들에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6).

또한 대중문화에 영향력이 있는 자기 자신을 스스  

로 브랜드화 하여 대중들에게 투영시킴과 동시에 앞

서간 인생관 실험과 변용의 예술관을 독창적인 예, 

술 체제로 정립하였으며 한국적인 것을 세계화하고

자 오리엔탈 글로벌리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7).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신여성 무용가로서 중  , 

요한 역할을 했던 최승희의 패션 스타일을 연구함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의 일반 패션 점 국제적 감각5 , 

의 모던 아이콘으로서의 광고 패션 점 무대 위의 7 , 

무용 패션 점 총 점 중심으로 그 속에 내포된 13 , 25

패션 스타일의 미적 특성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현

대적 스타일링으로 재해석한 한국적 패션 아이콘의 

패션 산업화와 문화 콘텐츠 활용의 사례 연구로 응

용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사진 자료의 내용 분석  

을 수행하였고 결과를 통한 이미지를 선정한 후 패

션 스타일링 기획 및 제안을 시도하였다 문헌 연구. 

는 의류학 여성학 무용학 관련 선행 연구와 최승, , 

희 관련 인터뷰 문헌 등을 참고로 진행하였다 사, . 

진 자료는 사 무용가최승희기념사업회( ) (http://www. 

및 강원도 홍천과 무용가 최승희의 사랑 accf.or.kr)

모임 (http://cafe.daum.net/hcloveart 등을 통하여 ) 

수집하였다.

최승희 패션 스타일의 미적 특성최승희 패션 스타일의 미적 특성최승희 패션 스타일의 미적 특성최승희 패션 스타일의 미적 특성. . . . ⅡⅡⅡⅡ  

신여성 무용가 최승희 는   ( , 1911-1969)

년 월 일 강원도 홍천의 아버지 최준현과 1911 11 24

어머니 박용자의 남 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최2 2 . 

승일 최승희의 큰 오빠 의 권유로 무용가로( , )

서 천부적인 소질을 발견한 이시이 바쿠( , 

최승희의 스승 가 최승희를 제자로 받1886-1962, )

아 들여 일본에서 년간 유학하였다3 8) 귀국 후 한국 . 

전통 춤에 신무용을 접목하여 무용가로서 성공하였

을 뿐만 아니라 영화 잡지 광고 사진 촬영 등의 , , , 

대중 스타로도 활약하였다 년 미국으로 진출한 . 1937

최승희는 유럽 여러 나라를 순회 공연하여 동양의 

무희 세계적 무희 라는 찬사를 받았다 또한 동양 ’, ’ . 

무용의 중요성을 깨달아 동양 무용 창작에 관심을 

기울여 년 동안 여회 해외공연을 하였다 해방 3 150 . 

후 중국에서 활동하였으나 남편과 함께 월북하였다
9). 

본 장에서는 최승희 패션 스타일의 도출을 위해   

일반 패션 광고 패션 무용 패션을 고찰한 결과 최, , 

승희 패션 스타일의 미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재조명

할 수 있는 현대적 우아미 미래지향적 아방가르드, 

미 신비적 동양미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현대적 우아미현대적 우아미현대적 우아미현대적 우아미  1.   1.   1.   1. 

최승희 패션 스타일의 첫 번째 미적 특성을 현대  

적 우아미로 정리하였다 최승희 패션 스타일의 첫 . 

번째 미적 특성인 현대적 우아미는 무대 밖의 일상

생활에서 일반 패션 광고 활동에서 광고 패션 무, , 

용 패션은 현대 무용 도입기의 의상에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대적 우아미가 나타. 

난 시기는 최승희가 일본 유학 후 신여성 모던 걸, 

로 등장하여 서양 무용을 기반으로 한 무용가로 명

성을 얻기 시작하고 부터이다 당시의 시대적 문화. ·

적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아르데코의 영향 아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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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패션은 성숙하고 우아하며 여성 신체의 굴곡을 

살리는 부드러운 입체감이 표현된 형태가 주류를 이

루었다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것을 추구하여 외모에. 

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 헤어스타일은 단발이 . 

대표적 스타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성 해방 운. 

동 및 여성이 사회 참여로 인해 외모와 신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화장품 사용이 일반화 되었다 새로. 

운 것에 대한 강조와 과시가 두드러져 화장은 자연

스러운 기법이 아닌 인위적으로 얼굴 전체를 하얗게 

만들어 입술은 짙은 색으로 강조하였고 눈썹은 가느

다랗게 초승달 눈썹으로 그렸다 이러한 외향적 모. 

습은 현대화의 상징으로 최승희가 선두였다 최승희 . 

패션 스타일의 현대적 우아미는 비록 시작은 서구 

패션에 대한 선호의 표출이었지만 대중들이 선망하

는 이상적인 이미지가 되어 년대 격동의 시기1930

에 일반 패션을 비롯하여 광고 패션과 현대 무용 도

입기의 무용 패션 등에서 한국의 모던 아이콘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최승희 패션 . 

스타일의 첫 번째 미적 특성을 현대적 우아미로 정

리하였다. 

현대적 우아미는 외출시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  

었던 서구적 모던 걸의 현대적 도시적 세련된 일반 ·

패션과 직업 정신을 가진 대중 스타의 모습을 표현

한 광고 패션 및 기존 의식에 항변하는 도전적 실험

성이 강한 현대 무용 도입기의 무용 패션에서 섹시, 

절제된 단순 도시적 세련성 우아 로맨틱 엘레강, , , 

스 모던 등이 포함된 특성으로 나타나 있었음을 알 , 

수 있다. 

섹시함은 건강미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러한 이미  . 

지는 과하지 않게 신체를 노출함으로써 여성성의 아

름다움과 육체의 선을 발산하여 여성의 본질적인 아

름다움을 극대화한 특성이 표현되었다 그림 < 1~3>.

절제된 단순은 단발 헤어스타일을 고수함과 직선  

적 네크 칼라와 조화를 이루어 단순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적 실루엣을 포함하여 간결 명백, 

을 포함한 현대적 감각의 스타일로 나타났다 그림 <

4>. 

도시적 세련성은 동복 에서 많이 나타났다  ( ) . 

디테일은 고급스러운 모피 소재로 된 코트 모자 착, 

용 등으로 년대의 성숙한 품위와 고급스러움과 1930

세련미를 포함한 모습이었다 그림 < 5~6>. 

우아는 화려한 문양의 우아하고 정열적인 이국적  

의 분위기 드레스와 유연한 선의 흐름을 살린 여성

적 곡선미를 표현한 드레스는 비인공적이면서 장식

이 없는 자연스런 미를 강조한 우아한 의상으로 표

현했다 그림 < 7~8>. 

로맨틱 엘레강스는 다양한 소품을 사용하여 여성  

미를 강조한 사랑스런 귀여운 여성적 분위기를 표현

했다 그림 또한 모던은 활동적이면서 기< 11~13>. 

능적인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스포티한 경쾌함이 어

울려져 파워풀한 모던미로 나타났다 그림 < 14>.

이상으로 최승희의 패션 스타일에 나타난 다양한   

미적 특성들을 현대적 우아미로 통칭하여 표현하였

다 따라서 현대적 우아미는 서구 문화의 유입에 대. 

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생활 문화 속에 자

리를 잡아 년대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모던 걸1930

로서 우아하고 성숙한 품위를 유지하고자한 최승희 

삶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고 하겠

다. 

최승희 패션 스타일의 현대적 우아미를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 1>.

미래지향적 아방가르드미미래지향적 아방가르드미미래지향적 아방가르드미미래지향적 아방가르드미  2.   2.   2.   2. 

최승희 패션 스타일을 규정할 수 있는 두 번째 범  

주는 미래지향적적 아방가르드미이다 패션 스타일. 

에 있어서 아방가르드미는 고정 관념을 깨뜨려 서로 

상반 되는 스타일의 접근을 통해 새롭고 도전적인 

미래지향적인 스타일10)11)을 말한다. 

미래지향적 아방가르드미는 주로 무용 패션에서   

볼 수 있으며 현대 무용 도입기의 일부 무용 패션과 

민족 무용 각성기의 한국적 전통미가 표현된 무용 

패션에서 나타났다. 

최승희는 현대 무용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무용 패  

션을 당시의 시대의식에 발맞추어 무용을 대중 속에 

보급하기 위한 작업으로 다양한 기법을 가미하였다. 

일제강점기라는 우리 민족이 처해진 시대적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최승희는 현대 무용을 접하면서 자신 

만의 독창성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 한국적이면서

도 밖으로는 동양적인 예술과 문화를 창작하였다. 

이 시기는 주로 우리 민족의 처해진 현실이나 민족

적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시대성을 주제로 삼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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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현대적 우아미의 미적 특성표 현대적 우아미의 미적 특성표 현대적 우아미의 미적 특성표 현대적 우아미의 미적 특성< 1> < 1> < 1> < 1> 

최승희의 일반 패션 광고 패션 무용 패션, , 

섹시 절제된 단순 도시적 세련성 우아, , , , 

로맨틱 엘레강스 모던, 

그림 < 1> 그림 < 2> 그림 < 3> 그림 < 4> 그림 < 5> 그림 < 6> 그림 < 7>

그림 < 8> 그림 < 9> 그림 < 10> 그림 < 11 그림 < 12> 그림 < 13> 그림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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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최승희는 한국 춤 현대화에 심혈을 기울이. 

면서 흐트러진 한국 전통춤의 재정비를 시작하였다. 

최승희의 그러한 확고한 의지의 노력은 한국 전통춤

을 무대 예술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통춤을 그대로 

추는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은 새롭게 하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하여 없어진 것은 찾아내 재창조하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최승희적 실험정신은 전통성을 바탕으. 

로 시대 공간과 흐름을 이해하고 발맞추어 나가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한 실험적 창작 활동은 작품. 

의 안무뿐만 아니라 무용 패션에서도 나타나 있었

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아방가르드미를 반영한 패션은   

현대 무용 도입기에 도전적 실험성이 강하게 표현된 

무용 패션과 민족 무용 각성기의 한국 전통 춤의 의

상을 변형 및 수정한 무용 패션에서 파격적 실험적, , 

은유적 미래지향적 도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

파격적인 것은 스승의 무용 세계를 답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독립적인 무용 사

상과 방법론들을 구축하는데 힘을 기울이면서 서양 

무용 기법과 서구 패션을 무용복에 반영한 패션으로 

나타났다 그림 < 15~16>.  

실험적인 것은 한국 전통 남성복에 흥의 미가 갖  

는 즉흥성과 꾸미지 않는 소박한 간결성 격식이나 , 

틀을 거부하고 인위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 우리 

민족성을 실험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 17>.

은유적인 것은 전통 혼례복을 변형 및 수정하여   

천진난만한 꼬마 신랑이 새 각시를 기다리는 기쁜 

마음을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일제강점. 

기의 암울하였던 시기에 우리 민족의 애수를 명랑성

으로 승화하여 경쾌한 동작을 가미한 풍자적 기법으

로 표현하였다 그림 < 18>.

미래지향적인 것은 한국 전통춤의 근간이 되는 무  

속 신앙을 부귀영화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무녀의 

무녀복을 실험적 의상으로 변형하여 미신을 신봉하

는 무녀의 춤으로 보이지만 우리 민족의 낙천적이고 

약동적인 기백과 희망을 갈구하는 것으로 표현하였

다 그림 < 19>. 

도전적인 것은 용장복을 무용 패션으로 전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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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악기 반주에 맞추어 용장의 늠름한 기상과 담대한 

용기를 우리 민족성에 내재된 용감한 모습으로 표현

하였다 그림 < 20>.

이상에서 나타난 미래지향적 아방가르드미는 규범  

이나 질서 격식에 얽매여 정형화 되지 않는 추상적 ·

조형미를 과감히 최승희는 자신의 무용 작품에 소개

하였다 또한 최승희는 무용에 대한 의식을 한국 전. 

통춤 서양 무용 할 것 없이 모든 춤들이 저마다 다, 

른 특색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모든 춤은 따로 

있는 춤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세계성으로 보았

다. 

고찰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모  

든 장르의 무용을 선보이는데 있어 패션은 실험적 

도전의 중요한 도구였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아방가. 

르드미는 최승희 패션 스타일의 근저를 이루어 서구

적 신무용의 창작 전통 의상의 변화 그리고 한국, , 

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패션에서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상으로 최승희 패션 스타일의 미래지향적 아방  

가르드미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 2>.

신비적 동양미신비적 동양미신비적 동양미신비적 동양미  3.   3.   3.   3. 

최승희 패션 스타일에 있어서 세 번째 미적 특성  

은 신비적 동양미로 나타났다 최승희는 동양미를 .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표 미래지향적 아방가르드미의 미적 특성표 미래지향적 아방가르드미의 미적 특성표 미래지향적 아방가르드미의 미적 특성표 미래지향적 아방가르드미의 미적 특성< 2> < 2> < 2> < 2> 

최승희의 무용 패션

 

파격적 실험적 은유적 미래지향적 도전적, , , , 

그림 < 15> 그림 < 16> 그림 < 17> 그림 < 18> 그림 < 19> 그림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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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성 및 예술성이 반영된 한 중 일 삼국의 문화와 · ·

동아시아 문화를 하나의 틀에서 통합적 개념으로 보

았다.  

동양미의 보편적 특성들은 장식성 특성과 비장식  

성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식성 특성은 과장성. , 

공간성 중첩성 관능성 상징성을 비장식성 특성은 , , , , 

단순성 간소성 평면성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 , 12). 

동양미의 공통된 점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동양인은 항상 자연에 순종하

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지녀왔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최승희의 패션 스타일에 있어서 신비적 동양미는   

동양 무용 세계 진출기의 무용 패션에서 주로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최승희는 동양 무용의 위치를 . 

세우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세계적 무대에서 얻은 

경험과 넓어진 견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동양 무용의 중요성을 인식한 최승희는 동양 무용 

창작으로 발전하여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문화 전· ·

통에 입각한 감추어져 있었던 상호간의 관련된 고유

한 문제의식을 깨달지 못한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 

동양 무용으로 세계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서구 

무용의 기법과 한국 춤의 기법을 단순히 섞기만 하

는 것이 한국 무용이 세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동안 서구의 사상과 문화에 관심을 빼앗겨 자신  

이 속한 동양 예술에 소홀했던 점도 깨달아 동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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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세계적인 무용가로 발돋움 할 수 있음을 판

단하였다 또한 해외 공연 등에서 얻은 경험으로 동. 

양 문화의 속성이 강할수록 서양인의 인기를 끌 수 

있고 주도적 위치에 올라설 수도 있다는 점도 놓치

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동양 무용 창작은 최승희. 

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요소였다 그리고 자신의 . 

무용이 완숙해짐에 따라 세계무대로 나아가 서양인

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다른 신기한 호기심의 

기대를 모아 동양 문화의 이색적인 신비감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동양 무용 창작은 동양에 대한 관심. 

과 신비적 동양미를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세

계 언론들의 절찬과 열렬한 환영으로 최승희가 세계

적인 무용가로 자리 마련의 기반이 되었다.

이와 같은 최승희 패션 스타일의 신비적 동양미는   

동양 무용 세계 진출기에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 ·

동양 총체적인 민속적 의상을 변형 및 혼합된 무용 

패션에서 관능 우아 화려한 장식 여성적 조화 등, , , 

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관능은 한 중국의 설화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적   ·

미를 혼합한 특성으로 신비로운 매력을 표현하였다. 

또한 동양 총체적 문화의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절충

시켜 인간의 육체미를 포용한 관능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 21>.

우아는 일본의 전설에서 소재의 모티브를 가져와   

일본적 중첩된 미의식 문화와 서구의 아르데코적 미

를 적절히 융합한 특성으로 일본적인 우아성을 표현

하였다 그림 < 22~23>.

화려한 장식은 중국적 미의식에 내포된 여백이 없  

을 정도로 채워진 과장적 미의식을 중국적 화려한 

장식의 특성으로 중국 미인의 관능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 24>. 

여성적 조화는 한국적 미의식과 중국적 미의식이   

혼합된 동문화 권속에 내재한 미로 한 중의 ( ) ·

절충된 섬세함과 우아함을 표현하였다 그림 < 25>. 

이상과 같이 신비적 동양미는 관능 우아 화려한   , , 

장식 여성적 조화 등으로 나타났다 최승희 무용 , . 

작품 속에 나타난 신비적 동양미는 한국 중국 일본· ·

을 중심으로 인도 동남아 등 동양 각국의 전통적 , 

미인의 의상들로 표현하고 여성적 에로틱 분위기로 

전환시켰다 또한 단순한 서양적 직접적인 관능미가 . 

아니라 동양적 신비적인 미로 완성해 내었다 그것. 

은 최승희가 시대의 변화를 의식하고 세계 속의 한

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문화와 함께 다른 문화도 존

중하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에게 없는 것과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도 찾아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최승희의 거시적 안목은 한국. ·

중국 일본을 동문화권적 기반으로 두고 동양 문화가 ·

획일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문화 속에 함께 발전한다고 생각한 판단력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 

표 과 같다 따라서 본 장에서 살펴 본 최승희 < 3> . 

패션 스타일의 가지 미적 범주는 앞으로 한국의 패3

션 아이콘으로서 패션 스타일로 활용 가능한 특성으

로 볼 수 있다. 

최승희 패션 스타일링 기획 최승희 패션 스타일링 기획 최승희 패션 스타일링 기획 최승희 패션 스타일링 기획 . . . . ⅢⅢⅢⅢ

및 제안및 제안및 제안및 제안

스타일링 기획 스타일링 기획 스타일링 기획 스타일링 기획   1.   1.   1.   1. 

최승희 패션 스타일링 도출을 위해 최승희의 일반   

패션 광고 패션 무용 패션에 나타난 상호 연계성, , 

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최승희의 패션 스타일을 표

현하고 있는 미적 특성은 현대적 우아미 미래지향, 

적 아방가르드미 신비적 동양미로 나타났다 도출, . 

된 미적 특성을 패션 스타일링으로 기획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가지 스타일로 정리하였다3 .

첫째 엘레강스 스타일이다 이는 현대적 우아미  , . 

를 특성을 기본으로 하여 단순 우아 관능의 조형적 · ·

세련미를 갖춘 컨템포러리 감각을 통해 새롭게 재해

석되는 것을 특징으로 연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아방가르드 스타일이다 미래지향적 아방가  , . 

르드미 중에서 실험적 파격적 요소를 바탕으로 연출·

하고자 하였다

셋째 오리엔탈 스타일은 신비적 동양미 중에서   , 

한국적 및 서구적 미적 특성을 조화하는 동시에 한

국적 여성미의 은밀한 관능적 아름다움을 서구적 입

체적 패션 요소와 한국적 소품을 활용하여 연출하고

자 하였다. 

또한 최승희 패션 스타일을 표현하는 메인 테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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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신비적 동양미의 미적 특성 표 신비적 동양미의 미적 특성 표 신비적 동양미의 미적 특성 표 신비적 동양미의 미적 특성 < 3> < 3> < 3> < 3> 

최승희의 무용 패션

 

관능 우아 화려한 장식 여성적 조화, , , 

그림 < 21> 그림 < 22> 그림 < 23> 그림 < 24> 그림 < 25>

                                                                                                                    -http://cafe.daum.net/hcloveart

동양의 진주 로 컨셉을 정하여 최승희 패션 스타일“ ”

을 재해석한 가지 스타일링으로 연출을 시도하였3

다. 

최승희 패션 스타일을 표현하는 메인 테마 동양  , “

의 진주 는 한국의 신여성으로서 역사적 사회문화” ·

적 예술문화적 선두 자리에서 빛을 발하였던 무용가 ·

최승희의 업적을 담아 귀납법적으로 해석한 패션 스

타일링의 사례이다 이와 같은 사례의 연구는 글로. 

벌 시대의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발굴로서의 의의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최승희 패션 스타일을 완성함으

로써 잊어졌던 한국의 모던 걸을 아이콘화 하는 시

도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컨셉 설정컨셉 설정컨셉 설정컨셉 설정  2.   2.   2.   2. 

메인 테마를 동양의 진주 로 컨셉을 설정하여 스  “ ”

타일별 연출 의도를 시2012 S/S, 2011/2012 F/W

즌 경향을 고려하여 최승희 패션 스타일링으로 재해

석하고자 하였다.

시즌의 엘레강트 룩은 화려하고 고급스  2012 S/S

러운 터치와 센슈얼한 요소로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제안된다 또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감성을 더한 . 

리치한 페미닌 룩과 년대 화려하고 모던한 모즈 60

룩을 재현한 관능적이고 로맨틱한 감성을 믹스한 글

래머러스 룩으로 페미닌 꾸뛰르 룩을 제안한다 컬. 

러는 레드 핑크 오렌지 머스타드의 브라이트 한 , , , 

컬러로 년대 아트적인 감성을 표현한다 블랙은 60 . 

라이트한 소재의 느낌과 더불어 센슈얼 한 요소로 

활용 된다.13)

그리고 시즌은 소비자들의 일상에   2011/2012 F/W

보다 밀접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던하고 . 

심플한 디자인과 여성적 매력을 강조한 미니멀 스타

일 영 레이디 룩 등이 제안된다 한편에서는 파워, . 

우먼에 밀려 사라졌던 부드러운 여성상을 재조명하

고 있는데 새롭게 해석된 레트로 레이디 룩이 재등

장한다 컬러가 중요하게 부각되며 어둡고 화려함이 . 

동시에 공존하는 극단적 미를 통한 카리스마로 나타

난다 레드 컬러를 베이스로 그린 블루 등의 강한 . , 

대조 컬러에 메탈 브론즈 뉴트런 피치 등으로 섬세, 

하고 고급스런 컬러감이 블랙과 함께 강조 된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현대 무용의 선구자였던   

최승희 삶과 이미지를 최근 패션 트렌드를 수용하여 

가지 스타일링 컨셉을 스타일 은 엘레강스 스타3 Ⅰ

일의 열정 스타일 는 아방가르드 스타일의 비‘ ’, ‘Ⅱ

상 스타일 은 오리엔탈 스타일의 월광 으로 설’, ‘ ’Ⅲ

정하였다. 

스타일링 제안스타일링 제안스타일링 제안스타일링 제안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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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링 열정 1) : Ⅰ

스타일링 의 열정 컨셉은 최승희가 무용 입문   ‘ ’ Ⅰ

후 무용가로 예술의 혼을 태우면서 반도의 무희로서 

명성을 널리 알리는 발판의 시기를 의미한다 열정. ‘ ’

의 의미에 부합한 이미지는 현대적 우아미를 토대로 

하여 엘레강스 스타일로 스타일링 하고자 한다 스. 

타일링 전개는 년대의 신여성 모던 걸로 등장1930 , 

하여 모자를 비롯하여 토털 코디네이션한 최승희의 

모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세기의 21

개성있는 세련된 느낌과 품격 높은 우아한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표 < 4>. 

스타일링 연출은 년대 현대적 우아미의 특징  1930

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 트렌드를 중시하는 

고급스럽고 정열적이면서 우아한 이미지로 컨셉을 

설정하여 대 중반의 모델로 통하여 스타일링을 연20

출하였다 이와 같은 스타일링 연출을 시. 2012 S/S 

즌 트렌드의 화려하고 고급스런 감성적 분위기의 엘

레강스 룩을 반영하여 패션 아이템 소재 색상 헤, , , 

어스타일 및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으로 연출하고자 , 

하였다.

패션 아이템은 딱딱한 밀리터리 재킷의 형식을 탈  

피한 부드러운 복고 풍의 비비드 레드 테일러드 재

킷과 미디 라인의 개더 스커트 진주로 장식된 흰색 , 

블라우스를 착용하여 우아하고 복고풍 성숙미를 강

조시켰다 색상은 비비드한 레드 컬러를 주조색으로 . 

하여 정열적인 이미지로 연출하였다 소재는 모직 . 

및 합성 섬유 면직물 레이스 진주 장식을 사용하, , , 

였다 액세서리는 모자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옥스. , , 

퍼드 구두 핸드 백 등을 사용하여 연출하였다, .

헤어스타일은 전체적으로 엘레강스 스타일과 연결  

될 수 있는 년대 유행하였던 휭거 웨이브 스타1930

일링과 시뇽 스타일링으로 심플하면서 우아한 분위

기로 연출하였다. 

메이크업은 엘레강스 이미지를 주기 위해 눈썹은   

아치형으로 다듬어 주고 다크 그레이 색상을 이용해 

진하지 않게 그려주었다 입술은 강렬한 붉은색으로 . 

입술 가운데 부분에 음영을 주고 투명 립글로스로 

볼륨감을 만들었다. 

스타일링 비상 2) : Ⅱ 

스타일링 비상 의 의미는 최승희가 무용가로  ‘ ’Ⅱ 

서 성공 후 창작에 전념을 하면서 한국 전통춤을 재

정비하여 역동적으로 세계로 나아감을 뜻한다 비. ‘

상 의 의미에 부합한 이미지는 미래지향적 아방가르’

드미를 바탕으로 아방가르드 스타일로 스타일링 하

고자 하였다 표 < 5>. 

스타일링 전개는 최승희의 특유한 단발 헤어스타  

일 눈과 입술을 강조한 메이크업 실험적 파격적 패, , ·

션으로 스타일링을 재해석하였다 스타일링 연출은 . 

시즌 트렌드의 미니멀 영 레이디 2011/2012 F/W 

룩을 반영하여 아방가르드 스타일로 패션 아이템, 

소재 색상 헤어스타일 및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으, , , 

로 연출하고자 하였다.

패션 아이템은 여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검정색 미  

니 원피스로 셔링을 잡아 바디 라인은 심플하면서 

어깨 부분은 날개 모양의 스타일이다 앞 모습과 뒷 . 

라인을 깊게 노출시켜 자칫 밋밋해지기 쉬운 뒷 라

인을 여성미를 강조하여 브라운 톤의 코르셋 디자인

으로 디테일을 강조하였다 피트한 실루엣은 부드럽. 

게 바디를 잡아 은근한 섹시함이 느껴지게 하였다. 

색상은 검정 색을 주조색으로 하였다 검정색 스  . 

타킹 큐빅과 메탈 장식의 검정 색 하이힐 등으로 , 

여성미를 돋보이면서 실험적 파격적인 아방가르드 ·

스타일로 연출하고자 하였다 소재는 면 혼방 섬유. , 

를 사용하였다.

액세서리는 큐빅과 메탈 장식의 목걸이로 매치하  

였다 헤어스타일은 년대 최승희 특유의 트레이. 1930

드마크인 단발 헤어 스타일링으로 재현하여 스타일

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젤 왁스 등의 정발제를 , 

사용하여 윤기와 광택을 주었다. 

메이크업은 피부 표현은 매트하게 정리 정돈을 한   

다음 블러셔로 광택과 생기를 주었고 포인트 메이, 

크업은 블랙 섀도 회색 브라운 화이트 펄로 입체, , , 

감을 주어 눈매를 강조하였다 입술 화장은 짙은 붉. 

은 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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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열정 스타일링 기획표 열정 스타일링 기획표 열정 스타일링 기획표 열정 스타일링 기획< 4> < 4> < 4> < 4> 

열정 스타일링 요소 열정 스타일링 요소 열정 스타일링 요소 열정 스타일링 요소 

이이이이

미미미미

지 지 지 지 

맵맵맵맵

헤헤헤헤

어어어어

헤어 스타일링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휭• 

거 웨이브 스타일링과 시뇽 스타일링으로 혼

합 연출 주로 파티석상에 볼 수 있는 스타⇒ 

일로서 단아하면서 품격있는 정 교미와 우아•

미가 강조되는 형 웨이브의 아름다움과 개S

성을 새로운 미로 이끌어 내는 헤어 조형 예

술의 모티브가 되는 스타일링임 형태는 프. 

런트 파트 뱅 개 양쪽 귀 위에 각 개의 1 , 1

뱅으로 얼굴 헴 라인에 포인트를 주고 후두

부는 시뇽 스타일링으로 연출

정

면

측

면

후

면

스스스스

타타타타

일일일일

링링링링

    

전전전전

개개개개

현대적 우아미의 특징적인 요소를 바• 

탕으로 하여 년대의 컨템포러리 감1930

각을 통해 모자를 비롯하여 토털 코디네

이션한 엘레강스 스타일로 연출

패패패패

션션션션

    

아아아아

이이이이

템템템템

소프트 재킷 미디 라인의 개더 스커, • 

트 진주 장식의 블라우스 핸드백 옥스, , , 

퍼드 슈즈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 

색색색색

상상상상

비비드한 레드 컬러와 화이트 컬러를 • 

주조색으로 연출

1 2 3 4

1: PANTONE COLOR#17-1663TPX

2: PANTONE COLOR#19-4205TPX

3: PANTONE COLOR#13-1024TPX

4: PANTONE COLOR#11-4800TPX

메메메메

이이이이

크크크크

업업업업

눈썹은 아치형으로 다듬어 주고 브라운 색• 

상을 이용해 진하지 않게 그려주었음

눈 화장은 전체적으로 브라운 색상의 차분•

한 이미지와 의상을 고려하여 파스텔 톤의 

핑크 바이올렛 색상을 발라주었음 , 

입술은 강렬한 붉은색으로 입술 가운데 부• 

분에 음영을 주고 투명 립글로스로 볼륨감을 

만들었음

소소소소

재재재재

모직 및 합성 섬유 면직물 레이스, , , • 

진주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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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스타일링 요소 맵열정 스타일링 요소 맵열정 스타일링 요소 맵열정 스타일링 요소 맵

스타일링 열정 스타일링 열정 스타일링 열정 스타일링 열정 : : : : ⅠⅠⅠ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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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비상 스타일링 기획 표 비상 스타일링 기획 표 비상 스타일링 기획 표 비상 스타일링 기획 < 5> < 5> < 5> < 5> 

비상 스타일링 요소 비상 스타일링 요소 비상 스타일링 요소 비상 스타일링 요소 

이이이이

미미미미

지 지 지 지 

맵맵맵맵

헤헤헤헤

어어어어

헤어 스타일은 년대 단발 헤어 스타1930• 

일링으로 제작 최승희 특유의 단발 헤어 ⇒ 

스타일링을 유지하면서 질감을 주기 위해 

젤과 왁싱으로 광택을 줌 밋밋한 느낌과 . 

직선적 강한 느낌을 커버하여 마무리는 포

워드 엔딩 기법으로 표현

정면

측면

스스스스

타타타타

일일일일

링 링 링 링 

전전전전

개개개개

미래지향적 아방가르드미를 바탕으로 • 

하여 최승희의 트레이드마크인 단발 헤

어스타일 눈과 입술을 강조한 메이크업, , 

실험적 파격적 패션으로 아방가르드 스타·

일로 연출

패패패패

션 션 션 션 

아아아아

이이이이

템템템템

검정색 미니 원피스 검정색 스타킹, , • 

큐빅과 메탈 장식의 목걸이 하이힐, 

색색색색

상상상상

검정색을 주조색으로 하였음• 

1 2 3

메메메메

이이이이

크크크크

업업업업

메이크업은 눈 화장과 입술 화장에 포인• 

트를 준 기법으로 브라운 섀도와 아이라인

으로 포인트를 준 눈덩이에 블랙 아이섀도, 

회색 브라운 화이트 펄로 입체감을 주어 , , 

눈매를 강조 입술 화장은 짙은 붉은 색으, 

로 포인트를 주었음

1: PANTONE COLOR #19-4205TPX

2: PANTONE COLOR #14-1311TPX

3: PANTONE COLOR #11-0604TPX

소소소소

재재재재
면 혼방 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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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스타일링 요소 맵비상 스타일링 요소 맵비상 스타일링 요소 맵비상 스타일링 요소 맵

스타일링 비상스타일링 비상스타일링 비상스타일링 비상: : : : ⅡⅡⅡ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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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월광 스타일링 기획표 월광 스타일링 기획표 월광 스타일링 기획표 월광 스타일링 기획< 6> < 6> < 6> < 6> 

열광 스타일링 요소 열광 스타일링 요소 열광 스타일링 요소 열광 스타일링 요소 

이이이이

미미미미

지 지 지 지 

맵맵맵맵

헤헤헤헤

어어어어

헤어스타일은 패션의 전체적 이미지를 • 

고려하여 업 스타일링으로 제작 형태는 ⇒ 

비대칭적으로 구성하여 프런트 파트는 S 

웨이브로 덩굴 모양으로 오른쪽으로 포인

트를 주었고 후두부는 줄기의 웨이브, 5 S 

를 만들어 꽃봉오리 모양으로 제작 이러, 

한 헤어 스타일링은 한복 스타일의 단아한 

이미지와 서양의 이브닝 파티 스타일의 화

려한 이미지 연출에 있어서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임

정면

측면

후면

스스스스

타타타타

일일일일

링 링 링 링 

전전전전

개개개개

신비적 동양미를 특징으로 하여 한국적 • 

여성미의 은밀한 관능적 아름다움을 서구

적인 입체적 패션 요소와 한국적 소품을 

활용하여 오리엔탈 스타일로 연출

패패패패

션 션 션 션 

아아아아

이이이이

템템템템

피크드 칼라가 달린 재킷 베스트 라인, , A• 

의 맥시 스커트 아얌 스타일의 머리 장식, , 

클러치 노리개 옥 목걸이 꽃신, , , 

색색색색

상상상상

머스타드의 메인 컬러로 연출하였으며, •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빨강색 검정색 파랑, , 

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음

1: PANTONE COLOR #13-0758TPX

2: PANTONE COLOR #18-1550TPX

3: PANTONE COLOR #19-4205TPX

4: PANTONE COLOR #19-4025TP

메메메메

이이이이

크크크크

업업업업

핑크빛이 가미된 크림 파운데이션을 발• 

라 피부 표현은 밝게 정돈하였으며 눈썹은 

자연스러운 아치로 그려 끝을 약간 둥글게 

여성스럽게 표현 입술은 라인을 살려 핑, 

크 계열의 립스틱을 발라 또렷한 입매로 

완성하였음

소소소소

재재재재
합성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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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광 스타일링 요소 맵열광 스타일링 요소 맵열광 스타일링 요소 맵열광 스타일링 요소 맵

스타일링 월광스타일링 월광스타일링 월광스타일링 월광: : : : ⅢⅢⅢⅢ



박애란 박혜원 박애란 박혜원 박애란 박혜원 박애란 박혜원 · / · / · / · / 무용가 최승희 패션 스타일의 현대적 재조명

27

스타일링 월광  3) : Ⅲ

        스타일링 의 월광 은 동양 무용 예술에 대한 ‘ ’Ⅲ 

도전과 집념으로 세계를 뒤흔들던 동양의 무희로서

의 부활을 의미한다 월광 의 의미에 부합된 이미지. ‘ ’

는 신비적 동양미 중에서 한국적 여성미의 은밀한 

관능적 아름다움을 특징적 요소로 하였다 또한 동. 

서양 패턴의 믹스로 타문화와 상호 유기적인 스타일

로 전통적 소품을 활용하여 서구 패션에 절충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스타일링으로 하였다 표 < 6>. 

스타일링 연출은 시즌 트렌드의 관능적  2012 S/S 

인 감성을 믹스한 글래머러스 룩을 반영하였다 스. 

타일링 전개는 서구적 입체적 패션 요소와 한국적 , 

소품을 활용하여 오리엔탈 스타일로 연출하였다 이. 

에 따른 패션 아이템 색상 소재 액세서리 헤어스, , , , 

타일 및 메이크업을 모델로 통하여 스타일링을 연출

하였다.  

패션 아이템은 피크드 칼라가 달린 재킷 베스트  , , 

라인의 맥시 스커트에 한국적 소품을 활용하였다A . 

색상은 머스타드 컬러를 주조색으로 하였다 소재는 . 

합성 섬유를 사용하였다 액세서리는 서구 패션에 . 

입체적 표현의 조화로 아얌 스타일의 머리 장식 클, 

러치 노리개 옥 목걸이 꽃신으로 한국적 미를 오, , , 

리엔탈 풍으로 은은한 여성의 매력을 발산하도록 혼

합하여 연출하였다. 

헤어스타일은 단아함과 목선의 우아함을 표현하기   

위해 한복스타일과 서양의 이브닝 파티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업 스타일링으로 마무리하였다 메이크업. 

은 핑크빛이 가미된 크림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

은 자연스러운 아치를 그렸고 끝은 약간 둥글게 여

성스러움을 더했다 아이라인은 깨끗하게 그리고 속. 

눈썹에는 마스카라를 사용해 눈매를 깊고 그윽하게 

연출하였다 입술산은 둥글게 여성스러움을 표현하. 

였으며 입술라인을 살려 핑크 계열의 립스틱을 발라 

또렷한 입매를 완성하였다 블러셔는 입체감을 강조. 

하기 보다는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 . . . ⅣⅣⅣⅣ

본 연구는 한국의 신여성 최승희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여 미적 특성을 재조명하여 이를 세기 패션 21

스타일링으로 실제 접목함으로써 최승희 스타일을 

패션 아이콘화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최승희 패션 

스타일은 단순히 세기 초기에 출현했던 신여성 무20

용가의 개인적 차원이 아닌 한국 신여성의 상징으로 

의미가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패션 아이콘으

로 정착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최승희 패션 스. 

타일을 표현하는 메인 테마 동양의 진주 는 한국, “ ”

의 신여성으로서 역사적 사회문화적 예술문화적 선· ·

두 자리에서 빛을 발하였던 무용가 최승희의 업적을 

담아 귀납법적으로 해석한 패션 스타일링의 사례 연

구는 글로벌 시대의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발굴로서

의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승희 패션 스타일을 

완성함으로써 잊어졌던 한국의 모던 걸을 아이콘화 

하는 시도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에. 

게 매우 중요했던 년대 격동의 시기에 탁월한 1930

신여성으로서 그 역할을 해 왔던 여성에 대한 연구

는 전무했던 실정에서 한국의 모던 걸 스타일을 규

명하고 패션 스타일을 제시함으로써 새롭게 해석된 

최승희 패션 스타일을 패션 아이콘화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의 역사적 자원으로서 최승  

희의 연구가 무용학 연구의 일부로 그치지 않고 현

대적 패션 연구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패션 산업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 시도하였

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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